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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개발은 실제 어 리 이션이 수행되는 상 시스템이 아닌 호스트 시스템에

서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  테스 을 수행하기 어렵다. 한 상 시스템에서 어 리 이션이 실행될 

때 결함 는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재 하기 어렵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존의 연구로는 

RTOS 시뮬 이터를 사용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하여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동작을 확인한다. 
하지만 RTOS 시뮬 이터는 기능 테스트만 가능하고 실직 인 시간 추정이 불가능하다. 한 임베디드 

소 트웨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면 어 리 이션의 동작에 향을 주기 때문에 실시간 

시스템의 제약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다.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RIOS 기반 어

리 이션 구조를 제안하여 호스트 시스템에서 상 시스템의 테스 과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보인다.

1. 서론

최근 IT산업의 발 으로 사물인터넷, 자동차, 드론 등의 

임베디드 소 트웨어가 사용되는 범 가 확장되고 있다. 

이러한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개발은 많은 경우에 호스

트 환경인 PC에서 개발된다. 하지만 실제 소 트웨어가 

탑재되고 동작하는 상 시스템은 PC가 아닌 경우가 

부분이다[1]. 이러한 두 시스템 환경의 차이 때문에 많은 

개발자들이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테스 에 많은 어려움

을 겪는다.

먼 ,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테스 이 어려운 이유는 

상 시스템이 존재할 때는 로그기반의 테스 [2]을 수행

할 수 있지만 로깅 모듈이 존재하지 않으면 테스 을 수

행하기 어렵다. 반면에 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

주로 RTOS 시뮬 이션으로 테스 이 수행된다. 하지만 

RTOS에서 제공하는 시뮬 이터는 부분 기능 인 부분

만 호스트에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 시스템에서 

실제 실행될 때의 시간 등의 제약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

다[3].

그리고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의 

특성상 어 리 이션이 수행될 때 특정 시  는 특정 

지 에 개발자가 확인하고 싶은 동작 는 변수 값을 확

인해야하기 때문에 어 리 이션 코드가 수행되는 간에 

모니터링 코드가 수행된 후 다시 어 리 이션 코드를 수

행해야한다.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해당 

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시스템과 환경의 상태를 변

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

는 것에 한계가 있다.

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스

쥴링 심의 RIOS 기반의 어 리 이션 구조를 사용한

다. 테스  태스크와 모니터링 태스크를 생성하고 테스  

라미터와 모니터링 라미터를 등록한 뒤 RIOS 스 쥴

러를 수정하여 순수 어 리 이션 태스크들이 먼  수행

되게 한다. 그 이후에 테스  태스크와 모니터링 태스크를 

수행되게 하여 호스트 시스템에서 상 시스템의 테스

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.

2. 련연구

2.1 RTOS 환경에서의 임베디드 소 트웨어 테스

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테스 은 주로 RTOS 시뮬 이

터를 사용하거나 상 시스템에 합한 형태의 테스트 

임워크 는 도구를 개발하여 수행한다[2-7]. RTOS 시

뮬 이터를 사용한 테스트는 호스트에서 개발 에 어

리 이션의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타겟에서 실행될 때 실

제 수행되는 시간측정은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[3].

상 시스템에 합한 형태의 테스트 임워크를 개

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호스트에서 테스트에 

필요한 정보를 달하여 상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한다. 

하지만 상 시스템에 테스트를 진행하기 해서 필요한 

로깅 코드를 삽입하거나[2] 테스트 드라이버 등의 테스트 

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(2017. 4)

- 665 -



그림 1. RIOS의 스 쥴링 스택 구조

수행에 필요한 코드를 삽입하여[4-6] 테스트를 수행한다. 

하지만 이러한 테스트 방법은 추가로 삽입된 코드로 인해 

어 리 이션의 동작에 향을  수 있다. 따라서 시간과 

자원의 제약이 있는 RTOS 환경에서는 테스트 결과가 정

확하지 않을 수 있다.

2.2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모니터링

임베디드 소 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어려운 

 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입력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

혹은 소 트웨어 동작 에 주요한 값들이 정확한지 확인

하는 것이다.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해서는 임베디드 

시스템 내부 는 외부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

다. 하지만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 자체로 임베디드 

기기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임베디드 시

스템에 없는 경우가 많다.

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해서는 

내부 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추가 으

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. 하지만 이러한 모

니터링 시스템이 디버거를 사용하거나 매 함수 호출마다 

핸들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제 

어 리 이션의 동작에 향을  수 있다[8-9].

2.3 RIOS(Riverside/Irvine Operating System)

RIOS[10]는 UC리버사이드와 UC어바인 학교에서 개

발된 간단한 형태의 스 쥴러이다. RIOS는 C언어 기반의 

멀티태스킹을 제공하며 그림 1과 같은 스택 구조를 가진

다[11]. RIOS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하여서 인터럽트 

서비스 루틴을 호출하는데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

스 쥴링을 수행한다.

3. RIOS 기반의 임베디드 소 트웨어 구조 설계

본 논문에서는 비선 형 RIOS를 상으로 임베디드 소

트웨어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. 어 리 이션의 동작에 

주는 향을 최소화하면서 테스 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

어 리 이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. 테스  태스크는 어

리 이션의 테스 에 필요한 값을 조작하고 모니터링 

태스크는 테스 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값을 달한다.

그림 2. 테스 과 모니터링을 한 RIOS 기반의 

어 리 이션 구조

그림 3은 테스 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어 리 이션 

수행도이며 흰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순수 어 리 이션 

동작에 해당하는 수행과정이고 회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

테스 과 모니터링을 해 필요한 수행과정이다. 먼  메

인함수가 수행되면 어 리 이션에 필요한 것들을 기화

하는 과정이 수행된다. 그리고 테스 과 모니터링 태스크

를 생성하고 호스트로부터 모니터링과 테스 에 필요한 

변수를 달받아 어 리 이션 태스크들이 수행되기 에 

미리 등록한다. 이 과정이 끝나고 어 리 이션 태스크를 

생성한다. 그리고 RIOS 스 쥴러에 따라 스 쥴링된 태스

크들이 수행된다. 모든 태스크들이 수행이 완료한 뒤 테스

 태스크와 모니터링 태스크를 수행함으로써 순수 어

리 이션 태스크들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테스  태스

크와 모니터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.

그림 3. 테스 과 모니터링을 한 어 리 이션 수행도

어 리 이션의 태스크들의 동작에 향을 최소화하면

서 테스 과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RIOS 스 쥴러가 각 

태스크들의 주기별 동작이 완료한 후 태스크들이 동작하

지 않을 때 테스  태스크와 모니터링 태스크를 수행하면 

된다. 이러한 스 쥴링을 하기 해서 테스  태스크와 모

니터링 태스크를 그림 4와 같이 정의한다. 테스  태스크

와 모니터링 태스크가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 으로 수행

하게 되면 어 리 이션 동작에 향을  수 있기 때문

에 태스크들의 주기를 음수로 정의하여 다른 태스크들이 

동작하지 않는 시 에 태스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의하

여 스 쥴러가 태스크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테스  태스크와 모니터링 태스크를 포함한 모든 태스

크를 스 쥴링하기 한 스 쥴러의 핵심 코드는 그림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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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같다. 타이머 인터럽트를 최소한으로 하기 해서 테스

 태스크와 모니터링 태스크를 제외한 모든 태스크들의 

주기의 최 공약수인 tasksPeriodGCD를 주기로 설정한다. 

테스  태스크와 모니터링 태스크를 제외한 모든 태스크

는 타이머 인터럽트 주기만큼 자신이 수행될 차례인지 확

인하고 수행을 하게 된다. 이 과정에서 어떤 태스크도 수

행되지 않는 시 이 오면 그 때 테스  태스크와 모니터

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 다른 태스크들의 동작에 

향을 최소화한다.

그림 4. 테스  태스크와 모니터링 주기 설정 코드

그림 5. RIOS 기반 스 쥴러의 핵심 코드

테스 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제어 변수와 라미터 등

록 함수는 그림 6와 같이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제어 

변수는 정수 정보를 리할 intBuf와 실수 정보를 리할 

floatBuf를 선언하여 사용한다. 한 임베디드 소 트웨어

는 자원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으로 테스

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. 따라서 테스 과 모니터

링에 필요한 정보를 리하는 변수를 공용으로 사용한다.

그림 6. 테스 과 모니터링을 한 제어 변수 선언

테스 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라미터 등록에 한 함

수는 그림 7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한다. 테스 과 모니터

링에 사용할 라미터를 포인터로 참조함으로써 테스  

테스크와 모니터링 테스크에서도 근하여 값을 변경하거

나 호스트로 달할 수 있다. 이 때, 유의해야할 은 

라미터를 리하는 버퍼의 인덱스는 라미터를 등록할 

때마다 1씩 증가하는데 라미터를 타입별로 리하기 때

문에 인덱스도 타입별로 증가한다.

그림 7. 테스 과 모니터링 라미터 등록 코드

테스 과 모니터링할 때 호스트와 임베디드 시스템간의 

통신 로토콜은 표 1과 같이 정의한다. 이 로토콜에서 

타입은 정수형을 뜻하는 “I”와 실수형을 뜻하는 “F” 2가지

만 존재하며 인덱스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등록된 버퍼

에서의 인덱스이다. 

구분 통신 로토콜(12byte)

바이트 수(byte) 2 4 1 1 4

테스트용
요청 “TI”

[시각] [타입] [인덱스] [값]
응답 “TO”

모니터용 응답 “MP” [시각] [타입] [인덱스] [값]

표 1. 어 리 이션 수행  사용하는 통신 로토콜

라미터 등록 시 응답으로 받았던 인덱스들을 리하

여 테스트용 라미터는 값을 제어할 수 있고 모니터용 

라미터는 값을 응답만 받을 수 있다. 모든 메시지 크기

를 통일하기 해서 총 12바이트로 구성하고 메시지 식별

자인 최상  2바이트는 아스키코드로 송되고 이를 제외

한 나머지 10바이트는 모두 바이 리로 송된다. 테스

과 모니터링을 할 때, 응답 메시지의 시각은 인 시

각이 아니라 어 리 이션에서 타이머가 수행된 횟수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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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8. 실험 메인보드와 모니터링 실험 결과

의미하며 이를 계산하여 호스트에서는 수행시간을 측정할 

수 있다.

본 장에서 제안하는 RIOS 기반의 임베디드 소 트웨어 

구조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버거와 모니터링 시스템 없이 

호스트에서 주기 으로 상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모니터

링할 수 있다.

4. 용 사례

본 논문에서 제안한 RIOS 기반의 구조를 용한 샘  

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ARM Cortex-M3 로세서를 

사용하는 드론 메인보드인 블루비[12]에 탑재시켜 실험하

다. 실험에 사용된 로그램 태스크는 총 4개로 표 2와 

같이 구성하 다. 테스  태스크는 3번 태스크에 사용할 

n값을 호스트로부터 입력받아 n값을 변경하고 모니터링 

태스크는 센서 값을 호스트로 출력한다. 그리고 2, 3번 태

스크는 자신의 태스크 주기마다 자신의 작업을 수행한다. 

실험결과로 통신 로토콜에 맞게 송된 메시지를 확인

할 수 있으며 가상화된 센서 값을 모니터할 수 있음을 그

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태스크 

번호

태스크 

주기
태스크 작업 내용

0 -1 테스  태스크

1 -1 모니터링 태스크

2 100
센서 값을 가상화한 랜덤 함수 수행 태

스크

3 200 1부터 n가지 합을 구하는 태스크

표 2. 어 리 이션의 태스크 구성과 설명

5. 결론

본 논문에서는 상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모니터링할 

때 디버거나 추가 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없이 순수 

어 리 이션 태스크의 동작에 향을 주지 않는 RIOS 

기반의 어 리 이션 구조를 제안한다. ARM Cortex-M3 

로세서를 사용하는 메인보드에 용하여 가상화된 센서 

값을 모니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. 향후 연구로는 본 

연구를 확장하여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실시간 테스  

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.

※ 본 논문은 2014년도 정부(교육부)의 재원으로 한국과학

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(No. 

NRF-2014R1A1A2058733)으로 수행되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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